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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안내

19:30  :  개회 및 행사안내

19:35  :  서울시 길고양이 정책소개

19:45  :  길냥이를 부탁해 시스템 설명

20:00  :  시민의견 수렴

- 시민단체

- 시민

21:00  : 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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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길고양이 관리서울시 길고양이 관리



길고양이 관리목표 :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 해소

§ 길고양이 갈등이 동물학대를 넘어 사람간 갈등, 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악화

→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

→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줄이고 시민갈등을 해소하여

궁극적으로 사람과 길고양이의 평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

§ 길고양이 중성화(TNR)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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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 길고양이 중성화(TNR)사업

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.9

마리수 4,085 4,929 5,896 4,719 5,497 6,003 4,575
TNR

자원봉사
81



1. TNR사업의 체계화 표준화

1) TNR사업 표준화

- 중성화 기준 : 연령(3개월 이상) → 몸무게(2.5kg이상)

- 포획덫 : 발판식 통덫

- 후처치기간 : 수술후 수컷 24시간, 암컷 72시간(단, 캣맘있을경우 예외인정)

- 방사 :  포획지에 제자리 방사

2) TNR제외 길고양이 처리

- 어린 길고양이 : TNR대상에서 제외, 유기동물처리 안함

다만, 소방서 등에서 이미 구조해온 경우 유기동물준하여 처리

- 임신중 또는 수유중 길고양이

→ 마취전 확인된 경우 시술하지 않고 포획지역에 재방사

→ 외견상 확인이 불가하여 중성화 시술 중 발견된 경우 중성화 시술 후 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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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투명성 강화

1) 길고양이 TNR개체 인터넷 공개

- 공개위치 :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

- 공개내용 : 포획(개체정보, 포획일자, 포획지역, 포획사진)

중성화(중성화일자, 수술전사진, 병원)

방사(방사일자, 방사지역, 방사사진)

- 공개시기 : 2014.9.1일부터(서울시만 1년간 시범공개)

2) 시민단체 추천 길고양이 포획자 인력풀 운영

-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포획자로 활용 → 추천인력이 적어 추진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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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시민참여 확대

1) 길고양이 TNR 시민 자원봉사자 운영

- 모집인원 : 16개구 87명

- 활동실적 : 5개구 81마리

2)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“길냥이를부탁해~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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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냥이를 부탁해 –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업로드, 상호 소통 창구

추진경위

- 시민제안 : 동물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길고양이 지도 구축 제안(13년도)

- 의견수렴 : 동물복지위원회 자문(14년 4월), TNR 시민 자원봉사 지역 대표(14년7월), 

시민단체∙ TNR 시민 자원봉사 지역 대표(14년 10월)

- 추진방법 : 서울시와 다음(DAUM)이 협력하여 무상으로 개발(서울시 예산 지원 없음)

추진목적 및 배경

- 시민과의 소통채널이 없어 길고양이 문제 발생시 중재나 협의 곤란

⇒ 누구나 자유롭게 길고양이에 대한 의견 제시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

⇒ 지역주민간 상호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해소

⇒ 지역에서 캣맘간 네트워크 구축하여 올바른 길고양이 보호 문화 조성

- 서울시내 길고양이 개체수 등 서식 정보 부족
⇒정확한 길고양이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길고양이 정책 수립에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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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냥이를 부탁해는 ?

서울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운영

⇒ 서울시가 가진 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님

“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정보를 올려 서로 공유하는 공간”

“ 시민의 능동적, 자발적 참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”

⇒ 시민단체의 최초제안, 전문가, 단체, 캣맘 의견수렴

서울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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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포획 등 우려와 논란의 소지가 해소된 이후 오픈


